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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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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Intraoral
verticalramusosteotomy:IVRO)을 받은 후 일어나는 안면폭경 변화를 알아보고
자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IVRO를 통해 하악골을 후방 위치시킨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술전 (T1),수술 직후 (T2),수술 후 6개월 (T3)에 정모두
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중 42명은 술전 (T1)과 수술 후 1개월 (T2),수술
후 6개월 (T3)에 얼굴정면사진을 촬영하였다.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안면폭경을 측
정,각 T2-T1,T3-T2,T3-T1에서의 안면폭경 변화량을 조사하였다.또한 성별,
하악평면각,gonialangle,하악후퇴량에 따라 수술 후 안면폭경 변화에 차이가 있
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intermastoidwidth와 intergonialwidth는 T2-T1에서
각각 4.1±3.13 mm,7.0±6.04 mm 증가하였고,T3-T2에서 2.8±2.66 mm,
3.2±4.30mm 감소하였으며,T3-T1에서 1.3±2.84mm,3.8±4.33mm 증가하였
다 (P<.001).

나.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intercondylar width와 interantegonial width는
T2-T1,T3-T2,T3-T1모두에서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

다.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안면폭경 변화는 성별,하악평면각,gonialangle,하
악후퇴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라.얼굴정면사진에서 intercheilion width는 T2-T1에서 1.3±4.60 mm 감소,
T3-T2에서 1.2±5.45mm 감소하였고 (P>.05),T3-T1에서는 2.5±5.61mm 감
소하였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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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얼굴정면사진에서 interULA (upper lobule of auricle) width와 interLLA
(lowerlobuleofauricle)width는 T2-T1,T3-T2,T3-T1모두에서 유의성있
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

바.얼굴정면사진에서 안면폭경 변화는 하악평면각,gonialangle,하악후퇴량에 따
른 차이가 없었으나 (P>.05),intercheilionwidth는 남성이 여성보다 4.6mm
더 감소하였다 (P<.01).

IVRO 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골격적 안면폭경은 수술 직후부터 6
개월 동안 감소하였지만 수술에 의한 증가량이 더 많아 술전보다 증가하였다.반
면에 얼굴정면사진에서 측정한 연조직 하안면폭경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핵심 되는 말 :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IVRO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안면폭경 변화,정모두부방사선사진,얼굴정면사진



- 1 -

골골골격격격성성성 IIIIIIIII급급급 부부부정정정교교교합합합 환환환자자자의의의 IIIVVVRRROOO
(((IIInnntttrrraaaooorrraaalllVVVeeerrrtttiiicccaaalllRRRaaammmuuusss
OOOsssttteeeoootttooommmyyy)))후후후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김김 경경경 호호호 교수)

강  강  강  강  미  미  미  미  경경경경

III...서서서 론론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과성장된 하악골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수술 방법으로는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SagittalSplint
Ramus Osteotomy:SSRO)과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Intraoral
VerticalRamusOsteotomy:IVRO)이 있다.
강성고정을 동반하는 SSRO는 골편 사이 골면적이 넓어 치유에 도움이 되며

수술 후 하악 운동을 바로 할 수 있다.또한 maxillomandibularfixation을 하지
않아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되고 수술 후 영양 공급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기도 확
보에 도움이 된다.단점으로는 수술 방법이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악과
두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 경우에 즉시 변위가 나타나며 하치조신경 손상
을 야기 할 수 있다 (Wolford,2000).
IVRO는 수술 후 maxillomandibularfixation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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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bularforamen후방에서 osteotomy를 시행하므로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적게
나타나고,rigidfixation을 하지 않아 수술 방법이 쉬워 수술시간이 빠르고 안전하
다.또한 masseter,temporalis와 medialpterygoid muscle의 박리로 lateral
pterygoidmuscle이 주로 영향을 주어 하악과두가 하전방으로 이동한다.결과적으
로 전방으로 위치된 discs를 가진 환자에서 하악과두는 articulardisc의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악 기능이 회복될 때 하악과두는 상방과 후방으로 움직이는 경
향이 있어,하악 과두의 재위치는 악관절내장증이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다 (Gbali와 Siles,2000).
SSRO와 IVRO는 골절편 치유 과정도 차이가 난다.SSRO에서는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해면골 (marrow bone)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일차적 골 치유과정
(primarybonehealingprocess)을 겪게 되므로 해면골간의 접촉이 가능한 한 밀
착되도록 위치시키면서 골간고정을 단단히 하여 골편들 사이에 최소의 가골
(callus)을 형성한 형태로 일차적 치유 과정을 겪도록 유도하게 된다.반면에
IVRO는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피질골끼리 중첩된 상태에서 고정 장치 없이 서
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차적 골 치유과정 (secondarybonehealingprocess)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본인의 얼굴을 평가할 때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측면뿐만 아니라 정면에서의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술후 안모 변화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 상에서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정면에서의 평가는 미비하다.특히 동양의 여성들은 하악이 넓
고 각이져서 달걀형과 좁은 얼굴을 위해 하악 우각부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Kim 등 2001),수술 후 안면폭경의 증가는 심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SSRO를 시행한 후 근심골편의 횡적 변이를

Choi등 (2005)은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해 조사하였는데 수술 후 intergonial
width가 2.1mm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와 박 (1996)은 정모두부방사선사진
에서 IVRO 후 gonion에서 근원심골편간 간격 (2.5mm)은 술후 6개월까지 지속적
인 감소를 보였고 이후에는 완만한 변화를 보여 골절편 사이의 틈에 생긴 가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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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후 6개월까지 급속한 광화가 된다고 하였다.정 등 (2003)은 이하두정 계측방사
선사진상에서 PL(양측 foramenspinosum을 연결한 선이 근심골편의 내측 피질
골과 만나는 점)과 DM (양측 foramenspinosum을 연결한 선이 원심골편의 외측
피질골과 만나는 점)사이의 거리는 술후 12개월시에 수술 직후보다 4.4mm 감소
하였다고 하였다.하지만 이 연구들은 수술 직후부터 변화를 알아본 것으로 수술
전과 후의 변화를 알 수는 없었다.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피질골끼리 맞닿아 치유되는 IVRO는 횡적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이에 본 연구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 중 IVRO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골격적으로는 정모두부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연조직적으로는 얼굴정면사진을 통해 안면폭경 변화를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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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골격
성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고 한명의 외과의에 의해 구내 하악골 상행지 수직
골절단술 (IVRO)을 받은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중 최소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했던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술전 (T1),수술 직후 (T2),술후 6개월
(T3)에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다.그 중 42명은 술전 (T1)과 술후 1개월
(T2),술후 6개월 (T3)에 얼굴정면사진을 촬영하였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정정정모모모두두두부부부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AAA...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치과병원에 설치된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촬영기
(Orthopos,Siemens)에 이중 증감지가 들어 있는 8”×10”X-ray카세트와 필름을
사용하여 73KVp,15mA,0.64sec의 노출 조건으로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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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 계계계측측측
술전 (T1),수술 직후 (T2),술후 6개월 (T3)의 정모두부방사선사진 상에서 다

음과 같이 계측기준점을 설정하고 각 계측항목을 측정하였으며 계측단위는 0.1
mm 였다.

aaa)))계계계측측측기기기준준준점점점 (((FFFiiiggg111)))
C:condylarhead의 최외측점
Ma:mastoidprocess의 최하방점
Go:하악각의 최외측점
Ag:antegonialnotch의 최상방점

bbb)))계계계측측측항항항목목목 (((FFFiiiggg111)))
C-C(intercondylarwidth):좌우측 C간의 거리
Ma-Ma(intermastoidwidth):좌우측 Ma를 연결한 선이 하악의 최외측면과
만나는 점간의 거리

Go-Go(intergonialwidth):좌우측 Go간의 거리
Ag-Ag(interantegonialwidth):좌우측 Ag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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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Posteroanteriorcephalometriclandmarksandmeasurements

222...얼얼얼굴굴굴정정정면면면사사사진진진

AAA...얼얼얼굴굴굴정정정면면면사사사진진진 촬촬촬영영영

환자는 치아를 가볍게 물고 입술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귀걸이나 안경을 빼고
귀가 보이게 한 후 facebow를 이용하여 촬영 시 마다 있을 수 있는 두부회전을
최소화하였다.스피드라이트는 환자의 45도 상방에 위치시켜 사진촬영 시 있을 수
있는 그림자를 최소화하였다.



- 7 -

BBB...얼얼얼굴굴굴정정정면면면사사사진진진 계계계측측측

술전 (T1),술후 1개월 (T2),술후 6개월 (T3)에 촬영한 사진을 AdobePhoto
shop7.0프로그램 상에서 ruler를 이용하여 0.1mm 단위로 길이 측정하였다.다
음과 같이 계측기준점을 설정하고 계측항목을 측정하였다.JPG.file상에서 측정
된 endocanthion간의 길이를 실제 환자에서 endocanthion간을 측정한 값으로 보정
하여 그 비율을 이용해 나머지 측정치도 실제 크기로 보정하였다.

aaa)))계계계측측측기기기준준준점점점 (((FFFiiiggg222)))
ULA (upperlobuleofauricle):귓불의 상방
LLA (lowerlobuleofauricle):귓불의 하방
Ch(cheilion):입술 양끝

bbb)))계계계측측측항항항목목목 (((FFFiiiggg222)))
ULA-ULA (interULA width):좌우측 ULA를 연결한 선이 얼굴의 최외측면과
만나는 점간의 거리

LLA-LLA (interLLA width):좌우측 LLA를 연결한 선이 얼굴의 최외측면과
만나는 점간의 거리

Ch-Ch(intercheilionwidth):좌우측 Ch를 연결한 선이 얼굴의 최외측면과 만나
는 점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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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Frontofacialphotographiclandmarksandmeasurements

333...분분분석석석 및및및 통통통계계계 방방방법법법
계측점의 인지 또는 계측치 측정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환자의

정모두부방사선사진과 얼굴정면사진의 측정은 동일인이 시행하였으며 4주간격으
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술 후 안면폭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를 구분하

여 평가하였다.성별에 따라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였고,하악평면각의 크기에 따라
31°이하,32～37°,38°이상으로 분류하였다.Gonialangle의 크기에 따라서는 11
3～125°과 126°이상으로 분류하였다.하악후퇴량에 따라 5mm 이하,6～9mm,
10mm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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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Numberofpatientsaccordingtosex,mandibularplaneangle,
gonialangleandamountofsetback

각 계측치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하였고,각 군에 따른 수술 전과 수술 직후
(T2-T1),수술 직후와 술후 6개월 (T3-T2)및 수술 전과 술후 6개월 (T3-T1)에
서 안면폭경 변화량에 대해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 (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Number
PA(%) Photo(%)

Sex Female 31(55) 26(62)
　 Male 25(45) 16(48)
Mn.Angle ≤31o 16(29) 14(34)

32～37o 14(25) 10(24)
　 ≥38o 26(46) 18(42)
Go.Angle 113～125o 20(36) 15(36)

≥126o 36(64) 27(64)
Setback ≤5mm 20(36) 14(34)

6～9mm 22(39) 18(42)
　 ≥10mm 14(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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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11...정정정모모모두두두부부부방방방사사사선선선사사사진진진에에에서서서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수술 직후에 수술 전에 비해 (T2-T1)Ma-Ma는 4.1mm,Go-Go는 7.0mm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나,수술 후 6개월에서는 수술 직후보다 (T3-T2)각각 2.8
mm,3.2mm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P<.001).그에 따라 수술 후 6개월에는 수
술 전에 비해 (T3-T1)Ma-Ma는 1.3mm,Go-Go는 3.8mm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다 (P<.001).C-C와 Ag-Ag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거의 변
화가 없었다(P>.05).(Table2,Fig3)

Table2.Averageskeletalfacialwidthchanges(mm)

(***P<.001,**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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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verageskeletalfacialwidthchanges

T2-T1 T3-T2 T3-T1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C-C 0.4 2.87 NS -0.6 2.87 NS -0.2 3.47 NS

Ma-Ma 4.1 3.13 *** -2.8 2.66 ***  1.3 2.84 ***

Go-Go 7.0 6.04 *** -3.2 4.30 ***  3.8 4.33 ***

Ag-Ag 0.3 1.50 NS -0.4 1.43 NS -0.1 1.74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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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 (P>.05).(Table3,Fig4)

Table3.Skeletalfacialwidthchangesbetweenfemalesandmales(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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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Skeletalfacialwidthchangesbetweenfemalesandmales(F:female,
M:male)

T2-T1 T3-T2 T3-T1

F M F M F M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C-C -0.1 2.69 1.0 3.03 NS -0.9 2.90 -0.2 2.84 NS -1.0 3.60  0.8 3.10 NS

Ma-Ma  3.7 3.70 4.6 2.21 NS -2.4 3.01 -3.2 2.14 NS  1.3 3.11  1.4 2.52 NS

Go-Go  6.6 6.53 7.6 5.45 NS -2.8 4.71 -3.7 3.78 NS  3.8 4.51  3.9 4.18 NS

Ag-Ag  0.1 1.43 0.6 1.58 NS -0.2 1.47 -0.8 1.35 NS -0.1 1.75 -0.2 1.7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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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하하하악악악평평평면면면각각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하악평면각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Table4,Fig5)

Table4.Skeletalfacialwidth changesaccording tomandibularplaneangle
(mm)

(*P<.05)

-6 .0

-4 .0

-2 .0

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C
_ 1

C
_ 2

C
_ 3

M
a
_ 1

M
a
_ 2

M
a
_ 3

G
o
_ 1

G
o
_ 2

G
o
_ 3

A
g
_ 1

A
g
_ 2

A
g
_ 3

안
면

폭
경

 변
화

량
 (
m
m
)

T2 -T1

T3 -T2

T3 -T1

Fig 5.Skeletalfacialwidth changes according to mandibularplane angle
(1:≤31o,2:32～37o,3:≥38o)

T2-T1 T3-T2

≤31
o

32~37
o

≥38
o 

 ≤31
o

32~37
o

≥38
o

Mean SD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Mean SD P

C-C -0.4 3.64 0.6 2.75 0.8 2.38 NS -0.1 3.32 -2.0 2.93 -0.1 2.32 NS

Ma-Ma  4.6 2.36 4.0 2.93 3.8 3.68 NS -2.9 2.97 -3.2 2.35 -2.4 2.68 NS

Go-Go  9.8 5.79 5.6 5.16 6.2 6.28 NS -3.5 3.02 -2.2 4.76 -3.6 4.77 NS

Ag-Ag  1.2 1.46 0.0 1.55 0.0 1.32 NS -0.6 1.60 -0.4 1.57 -0.4 1.30 NS

T3-T1

≤31
o

32~37
o

≥38
o

 

Mean SD Mean SD Mean SD P

C-C -0.6 2.48 -1.4 5.00  0.7 2.83 NS

Ma-Ma  1.7 3.31 0.8 2.97  1.4 2.51 NS

Go-Go  6.2 4.53 3.4 3.77  2.6 4.00 NS

Ag-Ag  0.6 1.71 -0.4 1.92 -0.4 1.5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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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GGGooonnniiiaaalllaaannngggllleee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gonialangle에 따른 차이

가 없었다 (P>.05).(Table5,Fig6)

Table5.Skeletalfacialwidthchangesaccordingtogonialangle(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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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keletal facial width changes according to gonial angle
(1:113～125o,2:≥126o)

T2-T1 T3-T2 T3-T1

113~125
o

≥126
o

 113~125
o

≥126
o

 113~125
o

≥126
o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C-C -0.2 3.28 0.8 2.62 NS -0.3 3.12 -0.8 2.74 NS -0.4 2.60  0.0 3.95 NS

Ma-Ma  4.3 2.74 3.9 3.37 NS -2.8 2.52 -2.8 2.80 NS  1.5 2.95  1.1 2.75 NS

Go-Go  7.6 6.10 6.5 5.97 NS -2.0 3.02 -3.8 4.82 NS  5.5 4.67  2.7 3.82 NS

Ag-Ag  0.9 1.63 0.0 1.38 NS -0.7 1.38 -0.2 1.46 NS  0.1 1.89 -0.2 1.6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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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하하하악악악후후후퇴퇴퇴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하악후퇴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Table6,Fig7)

Table6.Skeletalfacialwidthchangesaccordingtoamountofsetback(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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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keletal facial width changes according to amount of setback
(1:≤5mm,2:6～9mm,3:≥10mm)

T2-T1 T3-T2

≤5mm 6~9mm ≥10mm ≤5mm 6~9mm ≥10mm

Mean SD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Mean SD P

C-C 0.6 2.38 0.3 3.01 0.2 3.44 NS  0.0 2.79 -0.4 2.76 -1.6 3.13 NS

Ma-Ma 3.7 3.46 4.7 2.86 4.1 3.03 NS -2.0 2.97 -2.8 2.29 -3.9 2.45 NS

Go-Go 6.9 5.20 5.2 6.20 10.2 6.18 NS -3.3 3.54 -2.0 3.20 -5.4 5.98 NS

Ag-Ag 0.2 1.20 0.7 1.68 0.1 1.41 NS -0.7 1.34 -0.3 1.54 -0.4 1.48 NS

T3-T1

≤5mm 6~9mm ≥10mm

Mean SD Mean SD Mean SD P

C-C  0.6 2.04  0.0 3.16 -1.5 5.12 NS

Ma-Ma  1.7 3.11  1.8 2.55  0.2 2.83 NS

Go-Go  3.6 4.25  3.3 4.70  4.8 4.08 NS

Ag-Ag -0.5 1.63  0.4 1.82 -0.3 1.65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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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얼얼얼굴굴굴정정정면면면사사사진진진에에에서서서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Ch-Ch는 술후 1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T2-T1)1.3mm 감소하였고 술후 6개

월에는 술후 1개월보다 (T3-T2)1.2mm 감소하였으며 (P>.05),따라서 술후 6개
월에는 수술 전에 비해 (T3-T1) 2.5 mm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P<.05).
ULA-ULA와 LLA-LLA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거의 변화가 없
었다 (P>.05).(Table7,Fig8)

Table7.Averagesofttissuefacialwidthchanges(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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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Averagesofttissuefacialwidthchanges

T2-T1 T3-T2 T3-T1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ULA-ULA -0.8 4.13 NS  0.5 4.13 NS -0.3 4.44 NS

LLA-LLA  0.1 4.40 NS  0.0 4.42 NS  0.1 4.50 NS

Ch-Ch -1.3 4.60 NS -1.2 5.45 NS -2.5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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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Ch-Ch는 T2-T1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4mm 더 감소하였고 T3-T2에서는

1.9mm 더 감소하였다 (P>.05).그에 따라 Ch-Ch는 T3-T1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4.6 mm 더 감소하였다 (P<.01).ULA-ULA와 LLA-LLA는 T2-T1,T3-T2,
T3-T1각 단계에서 남녀간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었다 (P>.05).(Table8,Fig9)

Table8.Softtissuefacialwidthchangesbetweenfemalesandmales(mm)

(**P<.01,*P<.05)

-6 .0

-5 .0

-4 .0

-3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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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 .0

UL A_ F U L A_ M L L A_ F L L A_ M Ch_ F Ch _ M

안
면

폭
경

 변
화

량
 (
m
m
)

T2 -T1

T3 -T2

T3 -T1

Fig 9. Soft tissue facial width changes between females and males
(F:female,M :male)

T2-T1 T3-T2 T3-T1

F M F M F M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ULA-ULA -0.9 4.21 -0.6 4.11 NS  1.3 3.70 -0.8 4.56 NS  0.5 4.46 -1.5 4.28 NS

LLA-LLA  0.2 4.46  0.1 4.44 NS  0.7 4.41 -1.1 4.34 NS  0.9 4.84 -1.0 3.71 NS

Ch-Ch -0.4 3.94 -2.8 5.29 NS -0.5 5.18 -2.6 5.78 NS -0.8 5.06 -5.4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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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하하하악악악평평평면면면각각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Ch-Ch는 T2-T1에서 하악평면각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으나(P<.05)

T3-T2,T3-T1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P>.05).ULA-ULA와 LLA-LLA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하악평면각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Table9,Fig10)

Table9.Softtissuefacialwidthchangesaccordingtomandibularplane
angle(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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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Softtissuefacialwidthchangesaccordingtomandibularplaneangle
(1:≤31o,2:32～37o,3:≥38o)

T2-T1 T3-T2

≤31
o

 32~37
o

≥38
o

≤31
o

 32~37
o

≥38
o

 

Mean SD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Mean SD P

ULA-ULA 1.2 4.09 -3.5 4.55 -0.8 3.10 NS  0.0 4.01 1.3 4.65  0.5 4.10 NS

LLA-LLA 1.8 4.80 -2.7 4.61  0.4 3.29 NS -1.0 4.18 1.9 5.53 -0.2 3.83 NS

Ch-Ch 0.1 5.50 -3.0 4.10 -1.5 3.96 * -2.6 5.95 0.3 6.00 -1.1 4.73 NS

T3-T1

≤31
o

 32~37
o

≥38
o

 

Mean SD Mean SD Mean SD P

ULA-ULA  1.2 3.24 -2.2 2.53 -0.4 5.66 NS

LLA-LLA  0.8 3.96 -0.9 3.91  0.2 5.27 NS

Ch-Ch -2.5 6.24 -2.7 6.10 -2.5 5.15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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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GGGooonnniiiaaalllaaannngggllleee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gonialangle에 따른 차이

가 없었다 (P>.05).(Table10,Fig11)

Table10.Softtissuefacialwidthchangesaccordingtogonialangle(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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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oft tissue facial width changes according to gonial angle
(1:113～125o,2:≥126o)

T2-T1 T3-T2 T3-T1

113~125
o

≥126
o

 113~125
o

126
o

 113~125
o

≥126
o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P

ULA-ULA  0.6 4.42 -1.5 3.82 NS -0.3 3.45  1.0 4.46 NS  0.3 3.25 -0.6 5.01 NS

LLA-LLA  1.2 4.98 -0.5 4.02 NS -1.0 3.88  0.6 4.66 NS  0.2 3.85  0.1 4.89 NS

Ch-Ch -0.6 5.30 -1.7 4.22 NS -2.9 5.77 -0.3 5.14 NS -3.5 6.11 -2.0 5.3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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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하하하악악악후후후퇴퇴퇴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안안안면면면폭폭폭경경경 변변변화화화
T2-T1,T3-T2,T3-T1각 단계에서 모든 계측치는 하악후퇴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Table11,Fig12)

Table11.Softtissuefacialwidthchangesaccordingtoamountof
setback(mm)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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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Softtissue facialwidth changes according to amountofsetback
(1:≤5mm,2:6～9mm,3:≥10mm)

T2-T1 T3-T2

≤ 5 6~9 ≥ 10 ≤ 5 6~9 ≥ 10 

Mean SD Mean SD Mean SD P Mean SD Mean SD Mean SD P

ULA-ULA -1.2 4.55  0.7 3.92 -2.7 3.14 NS  0.3 4.46 -0.9 3.79  3.3 3.08 NS

LLA-LLA  0.7 3.83  1.2 4.55 -2.7 4.05 NS -1.0 4.84 -1.0 3.49  3.3 4.11 NS

Ch-Ch -3.2 4.11 -0.1 4.63 -0.9 4.78 NS -0.6 5.88 -2.7 5.07  0.4 5.38 NS

T3-T1

≤ 5 6~9 ≥ 10 

Mean SD Mean SD Mean SD P

ULA-ULA -0.9 4.25 -0.2 5.04  0.6 3.78 NS

LLA-LLA -0.3 3.57  0.3 5.52  0.6 3.95 NS

Ch-Ch -3.7 4.27 -2.8 6.18 -0.5 6.1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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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심미적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절충치료로
치열만 교정하는 것보다 악교정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더 좋
은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악교정수술을 통한 변화량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술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정면에서의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정모두부방사선사
진과 얼굴정면사진을 이용하여 정면에서 안면폭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한 수평적 측정와 수직적 측정의 가치에 대한 연구들

이 있었다.Ishiguro등 (1974)은 머리 회전이 10°이하이면 수직적인 계측은 차이
가 많이 나지만 폭경 측정은 무시할 만 하다고 하였다.Paul등 (1996)은 가로축
회전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수직축 회전은 수
직적인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만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Ghafari등 (1995)은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수평적 평가시 film-objectdistance
차이와 10°이하의 두부 회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숙련된 촬영기사는
10°이상의 두부 회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
하여 수평적 계측인 안면폭경을 측정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평가라 할 수 있겠
다.
이번 연구에서 근심골편에서는 C,Ma,Go을,원심골편에서는 Ag을 계측기준

점으로 사용하였다.Major등 (1994)은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계측점의 인식 오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수평적으로 Ma,Go,Ag간의 거리는 계측자간과 계측자
내에서 측정 오차가 적었기 때문에 유용한 계측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해 안면폭경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IVRO를 한 직

후에 수술 전보다 intermastoid width가 4.1±3.13 mm 증가하였고 intergonial
width는 7.0±6.04mm 증가하였다 (P<.001).이는 원심골편이 근심골편과 겹칠 때
wedgeeffect로 근심골편이 condylarhead를 중심으로 회전이 나타나 근심골편에
있는 계측점이 condylarhead에서 멀수록 더 외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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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g는 condylarhead에서 제일 먼 계측항목이지만 수술시 원심골편에 위치하
기 때문에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수술 후 6개월과 수술 직후
간에 안면폭경 변화는 모든 계측항목에서 감소하였는데,intermastoidwidth는 평
균 2.8±2.66 mm 감소하였고 intergonialwidth는 3.2±4.30mm 감소하여 condylar
head에서 멀어질수록 감소량이 증가하였다 (P<.001).이는 IVRO를 통해 안면폭경
이 많이 증가할수록 수술 후 감소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수술 후 6개월시 술
전보다 intergonialwidth가 3.8±4.33mm 증가하였다 (P<.001).이와 박(1996)의
연구에서 수술 직후에서 12개월 사이의 변화를 100%로 산정했을 때 수술 직후 6
개월 사이에 전체의 95.4%의 변화량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이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안면폭경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IVRO 후 골격
적으로 안면폭경은 gonion부위에서 3.8mm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을 수술한 외과의는 IVRO시 gonialangle부위에서

근원심골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경우 간격을 좁히기 위해 sigmoidalnotch하방
부위에서 조절을 하였다.즉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이 맞닿는 팽윤 부위의 근심골편
의 내측과 원심골편의 외측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여 팽윤부위에서 만나 밑에서 벌
어지는 것을 줄여주었다.따라서 이렇게 변형시킨 방법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intergonialwidth는 이번 연구의 결과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ntercondylarwidth는 수술 직후와 수술 6개월 후에 술전에 비해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Ueki등 (2005)은 SSRO와 IVRO시 술전,수술 직
후,술후 1년까지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해 condylarwidth는 두 수술 모두에서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IVRO시 안면폭경 변화가 성별,하악평면각,gonialangle,하악후퇴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는데,결과적으로 IVRO시 안면폭경 변화와 위 요인들과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는 다르게 연조직의 형태가

잘 표현되지 않으므로 얼굴정면사진을 통해 수술에 의한 연조직의 변화를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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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류학적 연구에서 직접 측정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얼굴 연조직에 대
한 자료를 제공한다.Tanner와 Weiner(1949)는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장점을 소개하였고,Stonner(1955)는 교정치료에서 사
진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연조직에 대한 양적인 정보는 표준화된 카메라
설정과 확대된 사진으로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Samir등 (1995)은 정면 사
진에서의 측정은 측면 사진에서의 측정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고 수평적인
계측은 얼굴 회전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였다.
얼굴사진을 통해 연조직을 측정하는 것은 3차원적인 대상을 2차원적인 영상으

로 표현하는 데서 나타나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또한 통상적인 구외 사진은 두
부방사선사진에서처럼 earrod를 이용해서 머리위치를 일정하게 조절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빛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 윤곽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Farkas등,1980).Samir등(1995)은 구외 사진에서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환자의 머리 위치와 거리에 따른 확대율 차이를 언급하였으며 대상이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상이 작게 나온다고 하였다.이러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얼굴사진을 찍을 때 facebow를 이용하여 머리위치를
일정하게 위치시키고 각 사진에서 endocanthion간의 거리를 환자에서 직접 측정
한 endocanthion간의 거리로 보정하여 거리 차이로 인한 오차와 사진간 pixel수
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인류학적인 방법에서 얼굴의 정면 윤곽에 설정되는 계측점이 없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얼굴정면사진에서의 계측항목은 임의로 설정하였다.정모두부방사선사
진에서 condylarhead근처인 ULA (upperlobuleofauricle),mastoidprocess하
방 근처인 LLA (lowerlobuleofauricle),Go와 비슷한 Ch(cheilion)를 계측항목
으로 정하고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좌우측 계측항목을 이은 선이
얼굴의 최외측면과 만나는 점들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얼굴정면사진은 수술 직후에 촬영을 하지 않고 술후 1개월에 내원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수술 후 염증반응은 24～48시간 동안 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술후 1
개월에는 염증에 의한 부종이 사라지면서 치유의 후반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Kau
등 (2006)은 3D를 이용하여 양악 수술 후 1개월에 술후 부종이 유의성있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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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보고하였다.얼굴정면사진에서 측정항목의 변화를 보면 유의성있는 차이
를 보이지는 않지만 술후 1개월에 수술 전보다 intercheilionwidth와 interULA
width가 감소하였다 (P>.05).이는 수술 후 1개월 때 사진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부종이 가라앉고 수술 시 하악면에 붙어있는 근육의 분리와 그후 하악면에 다시
붙지 않은 근육의 위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수술 후 6개월과
술전을 비교했을 때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골격적 안모변화와는 다르게
하안모부위에 해당하는 intercheilionwidth가 2.5±5.61mm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P<.05).
IVRO 후 골유합 및 형태개조와 근육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Westesson 등

(1991)은 자기공명영상을 통한 연구에서 술전보다 골수강은 줄어들고 협설측의 피
질골이 비후되었으며,근육조직의 지방화 및 부피의 감소와 더불어 근위축이 관찰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이러한 변화들은 비정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던 근섬유들이
재위치 되고 새로운 악골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상적인 골치유 과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형태개조 과정이라고 하였다.Bradley(1975)는 절단 부위에서 작용하는
주위 근육의 힘에 의해 하악지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결정되며,골조직의 흡수는
수술시 변화된 하악지에 주위 근육이 재부착된 후 변화된 근육 기능에 의하여 일
어난다고 하였다.하지만 하악골 상행지의 혈액 공급은 대개 부착 근육으로부터
유래되므로 수술시 박리로 인한 골조직의 표면적 감소는 재부착을 할 수 없는 근
섬유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의 감소와 점차적인 골흡수가 야기
됨을 밝혀 주위 근육조직이 형태개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다.Phillips등
(1985)은 광범위한 골막 박리가 형태개조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며 술후
pterygomassetericsling의 수축에 의해 하악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임상
적으로 Go부위라고 생각되어 측정한 intercheilionwidth의 감소는 하악각 및 하
악하연의 형태개조와 더불어 pterygomassetericsling의 술후 수축으로 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IVRO의 수술시 연조직에서 안면폭경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성별 이

었다.술전보다 술후 6개월에 모든 계측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안면폭경이 더 감
소하였고 intercheilionwidth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다 (P<.01).근육양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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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수술 후 위축된 근육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삼차원적인 대상을 이차원적으로 표현된 정모두부방사

선사진과 얼굴정면사진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경조직 뿐만 아니라 연조직이 표현
되는 3D를 이용하여 수술 후 변화에 대해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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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환자 중 IVRO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T1),수
술 직후 (T2),술후 6개월 (T3)의 정모두부방사선사진과 얼굴정면사진을 통해 안
면폭경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intermastoidwidth와 intergonialwidth는 T2-T1에서
각각 4.1±3.13 mm,7.0±6.04 mm 증가하였고,T3-T2에서 2.8±2.66 mm,
3.2±4.30mm 감소하였으며,T3-T1에서 1.3±2.84mm,3.8±4.33mm 증가하였
다 (P<.001).

나.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intercondylar width와 interantegonial width는
T2-T1,T3-T2,T3-T1모두에서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

다.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안면폭경 변화는 성별,하악평면각,gonialangle,하
악후퇴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라.얼굴정면사진에서 intercheilion width는 T2-T1에서 1.3±4.60 mm 감소,
T3-T2에서 1.2±5.45mm 감소하였고 (P>.05),T3-T1에서는 2.5±5.61mm 감
소하였다 (P<.05).

마.얼굴정면사진에서 interULA width와 interLLA width는 T2-T1,T3-T2,
T3-T1모두에서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05).

바.얼굴정면사진에서 안면폭경 변화는 하악평면각,gonialangle,하악후퇴량에 따
른 차이가 없었으나 (P>.05),intercheilionwidth는 남성이 여성보다 4.6mm
더 감소하였다 (P<.01).

IVRO 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측정한 골격적 안면폭경은 수술 직후부터 6
개월 동안 감소하였지만 수술에 의한 증가량이 더 많아 술전보다 증가하였다,만
면에 얼굴정면사진에서 측정한 연조직 하안모폭경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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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FFFaaaccciiiaaalllwwwiiidddttthhhccchhhaaannngggeeesssaaafffttteeerrrIIIVVVRRROOO (((IIInnntttrrraaaooorrraaalllVVVeeerrrtttiiicccaaalll
RRRaaammmuuusssOOOsssttteeeoootttooommmyyy)))iiinnn ssskkkeeellleeetttaaalllCCClllaaassssssIIIIIIIIIpppaaatttiiieeennntttsss    

Kang Kang Kang Kang Mi Mi Mi Mi KyoungKyoungKyoungKyoung

DDDeeeppp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KKKiiimmm KKKyyyuuunnnggg---HHHooo)))

InordertostudythefacialwidthchangesofskeletalClassIIIpatientsthat
had undergone IVRO (intraoralverticalramus osteotomy),posteroanterior
cephalographs were taken preoperatively (T1),immediately postoperatively
(T2),6 months postoperatively (T3) of56 patients thathad mandibular
posteriorrepositioningthroughIVRO atYonseiUniversity,YondongSeverance
DentalHospital.Frontofacialphotographswerealsotakenpreoperatively(T1),
1monthpostoperatively(T2),and6monthspostoperatively(T3)of42patients
outoftheinitialstudygroup.Measurementcategorieswereestablishedand
changes offacialwidth were researched atT2-T1,T3-T2,and T3-T1
respectively.Differencesinfacialwidthchangeaccordingtosex,mandibular
plane angle,gonialangle,and amount of mandibular setback were also
researched.

1.Intermastoid width and intergonialwidth in posteroanteriorcephalographs
wereincreasedinperiodT2-T1by4.1±3.13mm and7.0±6.04mm,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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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eriodT3-T2by2.8±2.66mm and3.2±4.30mm,andincreasedinperiod
T3-T1by1.3±2.84mm and3,8±4.33mm,respectively(P<.001).

2.IntercondylarwidthandinterantegonialwidthinperiodsT2-T1,T3-T2,and
T3-T1didnotshow anysignificantchangeinposteroanteriorcephalographs
(P>.05).

3.Facial width changes in posteroanterior cephalographs did not show
difference in relation to sex,mandibularplane angle,gonialangle,and
amountofmandibularsetback(P>.05).

4.Intercheilionwidthinfrontofacialphotographsdecreasedby1.3±4.60mm at
T2-T1and 1.2±5.45mm atT3-T2(P>.05),and 2.5±5.61mm atT3-T1
(P<.05).

5.InterULA (upperlobuleofauricle)width and interLLA (lowerlobuleof
auricle) width in periods T2-T1,T3-T2,and T3-T1 did not show
significantchangeinfrontofacialphotographs(P>.05).

6.Therewasnodifferenceinfacialwidthchangeinfrontofacialphotographs
in relation to mandibular plane angle, gonial angle,and amount of
mandibularsetback(P>.05),butintercheilionwidthdecreasedinmalesby
4.6mm comparedtofemales(P<.01).

SkeletalfacialwidthchangesafterIVRO inposteroanteriorcephalographs
decreased through out the post-operative 6 months, however increased
conclusively due to the overallamountofincrease from surgery.On the
contrast,lower facialwidth changes ofsofttissue decreased steadily in
frontofacialphotographs.

Keywords:skeletalClassIII,IVRO(IntraoralVerticalRamusOsteotomy),
facialwidthchanges,posteroanteriorcephalograph,frontofacial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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